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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교칼럼

위디국제선교회 대표

문창선 선교사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과 이주민선교

디아스포라 현상과 세계 선교의 변화

20세기 말에 나타난 비서구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21세기에 들어와 선교의 영역

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면서 세계 선교의 지평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이 가

운데 현대 선교의 가장 중요한 변화중에 하나인 ‘디아스포라 선교’는 그동안의 전통

적인 선교의 방식을 뒤집는 미래 선교의 방향이자 도전이라고 남미 선교 신학자인 

사무엘 에스코바도 동의한 바 있다. 

세계 교회 협의회(WCC)도 유사한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여 이민(디아스포라 현상에 

대한 이슈들을 다루는 차원에서)으로 야기되는 다양한 공의(justice)주제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특별히 이민과 사회정의의 분야에서, 로잔 복음주의 영역에서 제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이민은 새로운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교회론적인 문제들을 야

기한다고 보고 인신매매, 개발로 인한 인구분산등이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하는 인종

혐오를 낳고 더 나아가 국제적으로 이민은 종교간 관계, 정체성, 정의, 인종차별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예로, 글로벌 에큐메니칼 이민 네트웤(The Global Ecumenical Network on 

Migration: 전 Global Ecumenical Network on Uprooted People)은 집중적으로 이

민의 문제를 인종차별주의와 인종혐오 그리고, 교회론적 변화를 주도하는 것으로서 

이해하고 이슈를 다루고 있다. 복음주의 진영과는 달리 WCC가 보고 있는 이민의 

문제는 정의, 디아코니아, 그리고 창조에 대한 책무의 영역에서 다루어지고 있는것

이 특징이다. 이런 노력에 병행해서 최근에 WCC는 유럽인구 지평의 변화를 이해 

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출판했는데, Mapping Migration, Mapping Churches’ 

Responses이다. 이 책은 지역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인구 지형의 변화와 더

불어 이민에 대한 신학적 접근과 교회의 대응에 대해 지역별로 잘 정리한 통계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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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서이다.  

현재 한국내 거주하는 백팔십만의 이주민에 대한 교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절

실한 시점에 있는 가운데 머지않은 장래에 WCC, WEA, 그리고 로잔 운동이 한 마

음으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의 모략(divine conspiracy)인 디아스포라 선교에 연합

전선을 이루기를 꿈꾸어 본다. 

로잔 복음주의 대회와 디아스포라 선교 운동

최근 자료에 의하면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의 시초는 1976년 홍콩에서 시작된 

Chinese Coordinating Committee for World Mission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74년에 로잔에서 개최된 ICCOWE의 중국 참여자들이 모여 결성된 열매이기

도 하다. 1989년 2차 마닐라 로잔 대회이후에 South Asian Concern이 결성되고 그 

이듬해에 North American Consultation of South Asian Christians(NACSAC)이 시

작되었다.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은 공식적으로 마닐라 대회이후 당시 위원장이던 Tom 

Houston에 의해 조직되었고 1998년 처음으로 케나다의 에드몬튼에서 국제 디아스

포라 지도자 대회가 열렸다. 그 이후 2004년에 파타야 로잔 포럼에서 Lausanne 

Occasional Paper No. 55, ‘The New People Next Door’가 나오게 되었다. 이 문

서는 복음주의 선교의 사고를 바꾸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그 무렵에 

로잔과 상관없이 필리피노들의 디아스포라 선교를 정리한 ‘Scattered’가 나오게 되

었다. 

2007년에는 필리핀 계 케나다인 조이 티라가 로잔 

디아스포라 시니어 멤버로 새롭게 선임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의 로잔 지도자 대회에서 타민족 디아스

포라와의 멤버 결성을 시작하게 되었다. 

2009년에는 Lausanne Diaspora Leadership 

Team(LDLT)이 구성되고 마닐라에서는 LDLT중심으

로 다양한 디아스포라 사역자들, 신학자, 선교학자, 

현장 사역자, 선교전략가등이 모여 디아스포라의 신

학적 기초를 놓는 일을 시도하였고 그 후속 모임으

로 2009년 말 서울에서 디아스포라 선교학에 대한 

서울 선언을 하게 되었다. 그 결과, 디아스포라 선교

학의 연구 보고서인Scattered to Gather: 

Embracing the Global Trend of Diaspora(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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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를 위한 흩어짐: 세계적인 흐름을 위한 디아스포라의 이해와 적용: 위디 국제선

교회 번역)를 3차 로잔대회에 제출하게 되었다. 2010년 4월에는 옥스포드에서 유럽 

디아스포라 이슈들을 다루는 컨퍼런스가 열렸고 그 결과물을 Oxford Centre for 

Mission Studies의 Transformation저널(2011년 1월 호)에 발표하였다. 

2010년 10월 남아공 케이프타운

에서 열린 제 3차 로잔 복음주의 

대회 기간중에 다양한 주제의 분

과 모임들이 진행되었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참석자의 관심과 주목을 

받아 다시 강연을 연 주제는 ‘디

아스포라’ 였다. 많은 주제들이 대

부분 선교현장의 구체적인 문제들

을 다루는 것이라면 디아스포라 

이슈는 21세기 선교에 각별하게 

드러난 현상이자 현장 선교의 과

제들을 풀어가는데 중요한 변수로

서,  2차 대회 이후에 제기된 선

교적 현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공

하는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었고 3차 로잔대회 이후 디아스포라는 이미 새로운 선교

의 패러다임과 방향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소위 ‘하나님의 

모략(Divine Conspiracy)’으로 불리는 이 디아스포라를 통한 선교는 오랜 기독교 역

사속에 각별하게 의도된 하나님의 선교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회의 당연한 귀결로서, 그동안 디아스포라 운동을 주도해 온 로잔 디아스포

라 지도자 팀(LDLT)을 대신하여, 2010년 3차 로잔 대회 기간중에는 각국의 디아스

포라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동안 해 온 기초 작업을 토대로 디아스포라 운동을 좀 더 

범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한 세계 디아스포라 네트웤(Global Diaspora Network)을 

만들어 전세계의 중요한 복음주의 운동 단체들과 연대하기로 결의했다. 

  

로잔대회 이후의 선교 운동: GDN의 방향성 

그동안 로잔 디아스포라 운동을 주도해 온 에녹 완, 조이 티라, 테드 야마모리 등이 

주축이되어 실행위원회를 구성하고 케이프 타운 후속 모임을2011년 2월 20-21일 

파리에서 개최했다. 이 네트웤은 두개의 조직, 즉 International Board of Reference

와 International Advisory Board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최근에 필리핀 마닐라에 실

질적인 행정 기구(GDN with the Philippine Security Exchange Commission)를 설

립하게 되었다. 필리핀 마닐라에 세운 이유는 상징적으로 글로벌 교회가 이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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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도하도록 하고자 한것이다. 

GDN의 목표는 디아스포라 선교와 관련된 지역 조직과 이슈 그룹들과의 연대를 추

구하며 학문적 영역에서도 디이스포라와 관련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차세대 

리더들을 발굴 양성하는 일에 힘쓴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 로

잔 대회 차원에서 2015년에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Global Diaspora Forum)을 마닐

라에서 개최했다. 이 포럼의 준비를 위해 2011년 여름 마닐라에서 필리핀 복음주의 

대표인 텐데로 주교와 필리핀 개신교 차원의 협력을 합의하고, 2012년 7월에 캐나

다 토론토에서 운영 이사회가 모여 최종적으로 2015년 세계 디아스포라 포럼준비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였다. 

2015년 3월 포럼 이후 지역별, 종

족별, 국가별로 디아스포라를 이해

하는 현장 사역자들과 학자들이 양

성되기를 기대하고, 향후 랄프 윈

터의 Perspective Study Program

처럼 디아스포라 선교학의 

Compendium을 출판하여 전 세계 

각 신학교, 훈련기관, 그리고 현장 

디아스포라 목회차원에서 새로운 

관점의 선교 훈련이 가능하도록 집

중하고 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

들은 디아스포라 관점의 신학과 선

교학 그리고 실천 방안등을 자료화 

해서 각 신학교, 선교훈련 단체, 공

식, 비 공식 훈련 프로그램들에 적

절하게 수용되도록 전파하는 일이다. 이 일에 각 대륙별로 지역 디아스포라 네트웤

을 구성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다. 

특별히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네트웤을 주도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 

포럼(KDF)은 앞으로 범 아시아 디아스포라 네트웤 결성을 위한 산파 역할을 준비하

고 있다.  필자의 견해로, 전세계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와 한국내 이주민선교 전문 

단체인 위디국제선교회 같은 단체들이 디아스포라 선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거주 

지역의 타민족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감당할 수 만 있다면 비서구 교회가 주도하는 

미래 선교의 변화의 주역으로서 세계 디아스포라 선교에 기여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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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위디 상반기  사역들...

<1월>

1월 9~10

MMCS 14기          

1월 22~24, 29~31 

MMCS 15기(평촌 새중앙교회)

  

<2월>

2월 20일 외국인 

설수련회

<3월>

3월 16~28 

위디 필리핀 지부 (까비때, 안티폴로 

방문 및 GDN Forum)

3월 17일 

이일군 형제(대만) 선교사로 

역파송

3월 19일 

WITHEE Booklet (개정판)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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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월 7일~6월 30일 

MMTS 11기(안양 본부)

<5월>

5월 18일 

PSP선교단체 박람회

5월 20일 

총신대학원 선교단체 박람회

5월 23일 

가드너 웹 학생 위디 방문

5월 28일 

국제 이주자 선교포럼(IFMM) 참석

<6월>

6월 18일~20 

MMCS 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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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TS 후기 및 이주민 사역연구...
         

 이주민 사역의 중요성을 배우다

11기 4조 황미나 

올해 4월초부터 6월말까지 12주간의 MMTS(이주민 선교훈련학교)를 마치고 이주민 

선교의 첫발걸음을 띠게 되었다. “이주민”이라는 단어에 눈을 뜨게 된 것이 불과 작

년 11월이다. 이주민 교회 사역자분들과의 기도와 전도를 통해 열방을 섬기는 일이 

해외로 나가서만 이뤄지는 일이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러던 중 위디국제 선교회와 안양 산소망 교회에서 진

행하는 외국인 영어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고 MMTS를 소개받아 훈련을 받게 되었

다. 

강의는 이주민 법률과 이주민 선교신학 및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다문화 

가정, 난민 등 대상별 선교현황과 방법들을 배우는 사역에 필요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내용들이 다뤄졌다. 그리고 실습과정을 통해 이주민 사역단체들을 방문하고 개

인전도를 통해 이주민들을 접촉하고 조별로 실제적인 교회개척 방법을 발표함으로 

이주민 사역의 큰 맥락들을 경험하는 기회들도 주어졌다. 

MMTS 훈련과정을 통해 중요한 한 가지를 포착하게 되었다. 이주민 선교는 이주민 

사역단체들 간에 “네트워크”가 되어 있지 않고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기가 매우 힘들

다는 것! 전략적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현재 각 개인의 사역자들이 진행되

고 있는 이주민 선교의 문제점들을 알고 해결책을 서로 모색하며 새로운 방법들을 

강구해 가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다. 또한 한국교회들이 국내에 들

어온 수많은 땅끝들을 보면서도 아무인식을 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개인 신앙에만 초

점을 맞춘 하나님과의 협소한 관계들을 터주는 일들이 이 시대 선교계의 역할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당장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이주민들

을 향하여 어떠한 계획을 품고 계시는지 그 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마음을 품고 

순종의 발걸음을 한걸음씩 뗄 때, 이주민 사역이라는 큰 물줄기 가운데 내가 과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해야 할지 분명한 길을 보여주실 것을 확신한다. 

다음으로 MMTS 훈련과정 가운데 “조별 이주민 교회개척” 발표시간에 제시했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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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여개국에서 온 아주대 유학생들>

체적인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내가 속한 4조는 아주대의 유학생들을 겨냥한 전도

사역과 모임형성이라는 내용에 포커스를 두었다. 이 사역을 선정하게 된 동기는 다

른 조보다 미혼 청년들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학생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유

학경험과 영어 및 언어적 장점이 있다는 것과 단기 체류자들이지만 역파송 되었을 

때, 자신이 속한 나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유학생 선교의 중요성 때문

이었다. 사역지를 “아주대학교”로 선택한 이유는 수도권 각 지역에서 쉽게 다가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과 유학생들이 가장 많은 대학교들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아주대는 2014년 기준으로 700여명의 유학생들이 들어온 상태이며, 중국, 파키스탄, 

카메룬 등 총 60여개국 출신들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기 위해 크게 4단계

의 과정을 거치는 것을 생각해봤다.  

1단계 Prayer Walk

같은 비전을 가진 형제자매들과 기도심기, 땅 밟기

2단계 Treasure Hunter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3단계 Be a friend

1주일에 1번 이상 전도 대상자와 연락하고 만남을 유지하며, 그들과 친구 되기

4단계 Worship together

전도자의 교회에 같이 출석하거나, 협력 교회나 단체와 연결해주어 신앙생활을 이어 

갈수 있도록 서포트 해주기

유학생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식비 및 제자훈련 비용 마련이 중요한데 유학생 사역

을 함께할 수 있는 재정 후원자 동원 및 자비량 사역의 패턴이 필요하다. 지속적인 

케어와 제자화를 위해 많은 일들이 전개가 되는데 MMTS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아

주대학교 근처(수원) 지역 또는 전도 대상자의 현재 거주지와 국가 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주민 교회로 인도하거나 전도자의 출석 교회에서 함께 예배와 양육을 통해 

진리의 복음을 제시하고, 본국의 가족구원과 역 파송 선교사로서 훈련되어 질수 있

도록 서포트 한다.



- 9 -

해외선교 동향

<왼쪽: 유럽 난민 사역을 하고 계시

는 비말 박사님의 강의하시는 모습. 

오른쪽: 문창선 목사님의 통역하시는 

모습>

“난민들은 고향을 빼앗긴 사람들이지

만, 미래마져 빼앗겨서는 안됩니다.” 

- UN사무총장, 반기문 -

 

1. 서론       

 Singleton의 말에 따르면, “세계는 지

금 인간성의 고통과 전쟁의 상처, 자연

재해 등으로 인해 거세지는 파도, 이른 

바 난민의 현실에 직면해 있다.” (p.61.) 

다른 영역들과 마찬가지로,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의 거센 물결 가운데에 그리

스도인들이 필요하다. 들을 위해 움직이

고 돌보는 손길이 필요하다. 최근 시리

아, 이라크, 리비아, 남부 수단, 팔레스

타인, 파키스탄, 그리고 그 밖의 나라들

이 겪은 위기상황은 난민들이 고향을 등

지고 더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도록 만

들었다. 그와 동시에 난민들의 곤경을 

함께 겪지 않기 위해 많은 나라들이 탈

출해오는 그들에게 국경을 닫았다. 한 

예로, 호주는 난민 관련법을 엄격하게 

한 후, 현재 다른 나라에서 배로 들어온 

난민들의 사례들을 심사 중이다.

 

2. 일반적  상황의  이해

a) 세계  난민들의  비참함:

난민들의 위기가 가지는 문제는 따로 동

떨어져 있지 않으며, 세계적인 비극을 

낳고 있다. UNHCR은 이 문제의 영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천오백만 난민들

을 포함하여 전세계에 5천만이 넘을 것

이라 추정한다. 이는 세계 2차대전 이후 

지금보다 난민이 많았던 때가 없었다는 

의미이다. UNHCR에 따르면, “1994년 

이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난민이 되거

나 국가 내에서 떠돌이 신세가 되었다. 

시리아에서 발생한 위기는 세계의 강제 

이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새 요소로 작

용하고 있다.” 케냐의 다다앱 난민캠프

에 350만 난민이 있고, 아프리카의 다른 

지방에서도 그들의 몸부림이 있다. 중앙

아프리카 공화국, 남수단 같은 나라 등

에서는 난민들의 이같은 흐름을 막는 것

에 실패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동에서

의 갈등은 시리아 난민 3백만명, 이라크 

난민 2백만명, 그리고 그밖에 수천명의 

난민들을 낳았다.

b) 유럽  난민들의  위기:  새로운  선

교의  전망

 유럽에서는 수천명의 난민들이 이탈리

아와 말타의 해안에 닿기 위해 생명을 

걸고 있다. 또한 터키에서는 수백명의 

난민들이 보다 부유한 유럽나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고, 그리스에서는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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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만명의 난민이 더 나은 환경을 위해 

더 풍족한 유럽 나라로 나가길 기다리고 

있다. 2013년에만 40만명이 넘는 사람

들이 유럽연합 국가들에 당도했고 그 중 

반이 독일로 향했다. 2014년에는 유럽

에 총 60만명의 난민이 왔고 22만명이 

독일로 갔다. 2015년에 독일은 30만이 

넘는 난민이 올 것을 예상한다. 독일에 

이어 두번째로 난민을 많이 받아들이는 

나라는 스웨덴이다. 최근 지중해를 건너 

부유한 유럽 땅에 유입된 수천의 인원은 

증가세에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 과

정에서 목숨을 잃는다. BBC의 보도에 

따르면, 2013년에는 6만명의 사람들이 

유럽을 향해 바다를 건넜다. 2014년에

는 20만명이 이 경로로 유럽해안에 도

착했다. 3만명을 훌쩍 넘는 사람들이 

EU를 순찰하는 구조대에 의해 생명을 

건졌다. 지중해 위기상황에 대한 EU국

가들의 회담에서는 구조작전을 위한 자

금을 확충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결

정도 도출하지 못했다. 현재 유럽의 난

민 위기는 복음이 거부된 나라로부터 온 

사람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점에서 새

로운 선교적 도전이다. 유럽에 온 난민

들 중 수천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도 잊어서는 안된다. 그리스도의 교회

는 믿음의 가정의 사람들을 돌봐야 한다

는 성경적 위임 뿐 아니라, 도덕적 책임

까지 지고 있다. 

 

3. 용어 정의 

난민:  난민의 정의들에서 부족함은 발

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신의 

작업에 사용하는 본인의 정의를 선택하

여 사용한다: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어떠한 형태를 피해 자신의 고향 나라를 

어쩔 수 없이 벗어나, 안전과 기본적인 

필요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난, 하나님

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 

(Vimalasekaran, 2008, 6)

망명신청자:  자기 나라를 떠나 다른 나

라에 와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를 신청하

고 그 신청절차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

리고 있는 사람 (UNHCR).

국내실향민(IDPs):  국내실향민은 자기 

국가 내에서 강제적으로 이주한 사람

(Internally Displaced Persons)으로서 

국경을 넘지 못한 사람이다. 

난민캠프:  난민캠프는 망명신청자들이 

그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숙식을 제공받

고 있도록 지정된 장소이다.

무국적자:  무국적자는 자신의 신분에 

대한 법적 서류가 없어서 그 상황에 따

른 말할 수 없는 차별을 직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UNCHR은 오늘날 전세계적

으로 약 천만명의 무국적자가 존재할 것

으로 추정한다.

 

4. 난민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난민 사

역의 성경적 기반 – 신명기 10:12-22)

하나님께서 난민들을 생각하신다는 점이 

중요하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 부분은 모세

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개 두번째로 율법

을 주고 있는 장면이다 12-22절에서 하

나님은 당신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그 백

성들을 부르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

하는 것에는 난민이나 이주민을 하나님

께서 하셨던 것처럼 돌보는 일도 포함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는 동안 그분

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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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그분의 요구는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었

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

분의 은혜가 다시 한 번 그들에게 펼쳐

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으로서 그들이 받는 사랑에는 어떤 조건

도 없음을 일깨우셨다. 그들은 다른 사

람들보다 훨씬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

분은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사랑

하셨다.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

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

늘과 같으니라.

i. 독특한/특별한 방법으로 난민들을 돌

보시는 하나님 

자기 고향과 땅으로부터 쫓겨난 사람들

은, 이 우주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

고 그분의 백성과 마찬가지로 특별히 구

분되었다. 

a)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난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창세기 1:27)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인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서로를 존엄

함과 관심을 갖고 대하기를 요구하신다. 

“그분의 태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분의 

섭리는 매우 중요하다 – 중요한 것은 그

분이시다” (Sproul 1983, 98-99).  모

세는 창조의 기사를 다음과 같은 말로 

설명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

조하시니라” (창세기 1:1). 이 기사의 절

정은 아담과 하와의 창조에 있다 

(Wenham 1987, 27). “사람의 창조는 

그전의 하나님의 창조행위에 대한 일련

의 미묘한 대조를 통해 다른 창조와 구

분된다” (Sailhamer 1990, 37). 

Grudem은 이를 “하나님 창조행위의 절

정”이라고 부른다 (1999, 187).  

Vimalasekaran의 말에 의하면 난민들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의 어떠한 형태를 

피해 자신의 고향 나라를 어쩔 수 없이 

벗어나, 안전과 기본적인 필요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다. (Vimalasekaran, 

2008, 6) 하나님은 인간을 존엄하게 창

조하셨고, 모든 인류는 난민을 포함하여 

공평과 정의로 대우받아야 한다. 하나님

의 형상이 암시하는 바는 명확하다. 이 

형상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우리가 동료 

인간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 그리고 그

들에게 어떻게 사역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친다. 이 형상을 주로 인간의 이성이 

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는 타인을 

대할 때 기본적으로 교육적이고 경험적

인 지식의 본성에 기초하게 된다. 우리

가 이를 개인의 관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관계의 신

학’과 소그룹 상호작용을 강조하게 된

다. (Erickson 2: 1984, 496)

b) 과부와 고아와 함께 난민을 말씀하심

이는 하나님께서 이 집단을 향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심을 나타낸다. 신명기

10:18에서 히브리어 “사랑”이 표현하는 

바는 친구가 되어준다는 것이며, 사람에

게 애착을 가진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는 난민을 과부와 고아와 함께 두고 말

씀하신다. 하나님께서 난민을 특별한 돌

봄과 지원이 필요한 존재로 보신다는 것

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 Deut. 

24:17:22, Ps.146:9). 그분은 도움이 필

요한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을 통해 그분

의 공의와 연민을 나타내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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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그들의 물질적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

님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이런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신다.  그분은 

다른 신들과는 전혀 다르시다. 관심을 

갖고 이들을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하신

다. 고대의 세계 속에서 이는 특이한 일

이었다. 사회에서 버림받고 탄압 받은 

자들에게 이런 돌봄과 지원을 공급하는 

종교적 시스템은 다른 곳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것이었다. 레위기 19:9-10, 23:22, 

신명기 24:19-22에서 백성들은 땅이 떨

어진 작물들을 나그네와 이주민, 일시체

류자들을 위해 남겨놓으라고 지시를 받

았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

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

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

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

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

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9:9-10). 또한 우리는 룻기에서도 같은 

명령이 있음을 본다. (2:1-17).

d) 공평하신 하나님 – 난민을 포함한 모

든 사람에게

신명기 10:18. 그분은 차별하지 않으신

다; 특정 사람들의 편을 들지도 않으신

다. 스스로를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의를 행하실 것이다. 과부, 고어, 

나그네, 혹은 난민들을 잘못 대한 이들

을 그에 따라 심판하실 것이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

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19). 

나그네를 등쳐먹는 행위는 하나님의 명

령으로 그 땅에서 엄격히 금지되었다. 

사실, 이사야, 예레미아, 에스겔, 그리고 

스사랴는 이스라엘이 벌을 받고 유배생

활을 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그들 중에 

있었던 나그네와 외국인들을 공의로 대

하기를 가부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사야 58:6-7; 예레미아 7:5-7; 

23:3-5; 에스겔 22:7; 스가랴 7:10). 흥

미롭게도, 마태복음 25:31-46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

람들을 돌보는 사람들은 복을 받을 것이

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

에서 쫓겨날 것이라 말씀하셨다. 구약성

경에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는 

것은 의인의 일로 여겨졌다. 이는 우리

의 경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고, 따라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신다는 것을 입증한다.

ii. 사례 분석:

a)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그들의 불

순종으로 인하여 그들의 고향-에덴동산

에서 “쫓아내셨다”(3:24). “아담과 하와

는 이로서 최초의 ‘종교난민’이 되었다. 

비유적으로 봤을 때 인간은 이후로 계속 

난민이었다” (Norwood 1969, 21-22).  

죄가창조자와인간사이에반목을낳았다는

점에서아담과하와는당연히난민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동산에

서 

쫓아내셨고 (Genesis 3:20-24), 이는 

벌을 내리신 것이었다 (Keil and 

Delitzsch 1971, 107; Calvin 1: 1979, 

185).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는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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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뿐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비참함을 

낳았다.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해 하나님

과 멀어졌다. 이는 모든 인류를 난민으

로, 피난처가 필요한 존재로 만들었다. 

난민들은 첫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두번

째로는 자기 고향으로부터 쫓겨난 존재

인 샘이다.

b) “방랑자” 가인

모세는 가인에게 저주가 내려졌음을 선

언함으로서 그가 아우 아벨을 죽인 것으

로 인해 벌을 받은 것임을 분명히 했다. 

“너는 땅에서 피하며(fugitive-도망자)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Gen.  4:12). 

Fretheim은 이에 대해, “하나님은 가인

을 정죄하셔서 쉼 없이 유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NIV는 이사일의로 표현), 

정처없이, 근근히 먹고 살며, 지지해주

는 가족과의 관계로부터도 벗어났다”고 

말했다 (1994, 374). 이는 타락 이후 인

간의 상태에 대한 함축적 묘사이다. 

(Norwood 1969, 22). Wenham은, “가

인은 그 이름처럼 살았기 때문에 (dwn 

nod “방랑”을 의미) “정처없는 방랑자”

가 되리라는 하나님의 선고를 계속 기억

했다 (1987, 110). 이런 의미에서 난민

들은 자기 뿌리와 가족들로부터 떨어진 

“쉼 없는 방랑자”이다. 그러나, 가인의 

비참함은 그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Westermann 

1995, 35). 가인의 비참함은 방랑하는 

그의 육체 뿐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

된” 그의 영혼에 있었다 (Ibid). 

c)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나라의 선조이다. 

Moucarry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

님께서 그가 본토를 떠나 미지의 나라로 

떠나도록 부르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유랑의 

색채를 가졌다”고 말한다 (1988, 17). 

아브라함은 “일시체류자”가 된 것이 틀

림없다 (Hebrews 11:8-12). 

Bruggemaan은 아브라함의 이동이 인생

의 여정, 믿음의 삶에 대한 은유라고 말

한다 (1982, 121-125). 그는 하란을 떠

나 가나안에 도착했고(12:5-6), 그 땅을 

여행했으며 (12:6), 동쪽으로 갔다가 남

쪽으로 이동(12:8-9),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돌아왔다 (12:10-20). 아

브라함은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내려

갔는데,  “거기서 사라와 아브라함은 생

명의 위협 가운데 놓이게 된다” (Roop 

1987, 103). 그는 경제 난민이 되어 아

내와 종들을 지키기 위해 이집트로 갔

다. 그가 경제적 이주민으로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파라오나 아비멜렉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은 흥미로운 사실이다. 하나

님께서는 주권적으로 그 땅의 통치자를 

통해 아브라함을 채워주셨고,  일의 배

후에 계셨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의 

‘일시체류’에 대한 기록은 후에 하나님

께서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기사와 나란히 놓여있는 듯

한 흔적을 가졌다(창세기 41-출애굽기 

12).” (Sailhamer 1990, 116) 창세기 

20:1의 기록대로 아브라함은 그랄에 일

시체류했다. 여기서도 rGe이 사용되었

다. 이 체류의 목적은 나와있지 않다.  

 

d)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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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은 그 이름을 야곱의 이름

에서 가져왔다(Isa. 44:5). 야곱은 족장 

중 한 명으로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중요

한 인물이다 (Genesis 25-49).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은 형 에서의 핍박을 

피해 달아났고, 도망자와 난민 신세가 

되었다 (Gen. 27:41-28:5). 그는 20년 

가까이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살

았다 (Baldwin 1986, 116). “그는 틀림

없이 그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순례

의 삶에 이끌렸고, 그렇개 나그네와 일

시체류자가 되었다 ” (Meyer 86). 야곱

은 나중에 dbeao yMir;a] (방랑하는 아

람 사람)이라 불렸고, 이집트에 잠시 머

물기도 했다 (신명기 26:5). 그는 고향

을 잃고 억압받는 삶을 살았다 

(McConville 2002, 379). 야곱은 “방랑

하는 아람 사람” (the pharase dba 

ymra [ărammî ōbēd] 당시 땅이 없으

면 식량과 보안에 취약하므로 “상처입기 

쉬운” 혹은 “빈곤한” 상태임을 나타낸

다) 이었고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서 피

난처를 찾았다. (Clements 1998, 480)

 

e) Moses

모세는 이집트 땅에서 난민으로 태어나

고 자랐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는 파

라오의 궁정에서 성장하며 살 수 있었다 

(출애굽기 2:1-10). 그는 이집트의 모든 

지혜로 교육을 받았으며 (사도행전 

7:22), 한 편으로는 그가 히브리 민족임

을 잊지 않았다 (Durham 1987; Noth 

1962).  이집트인 한 명을 죽인 죄로 인

해 그는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으로 간다 

(Exodus 2:11-15). Durham은 본문이 

모세가 고의로 살인했다고 하지 않는다

는 것을 논증한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

에서 보호받는 손님(reG)이 되고 결국에

는 미디안 제사장의 사위가 된다 (Noth 

1962, 37). 사실, “모세는 이스라엘 공

동체로부터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었으

나, 이곳에서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상당

한 환대를 받았다” (Fretheim 1990, 

44). 그러나 이 이야기의 아이러니는 하

나님의 백성을 구원해낸 사람이 낯선 땅

에서 나그네가 된다는 것에 있다. 모세

는 궁전에서의 안전과 편안함을 뒤로 하

고 이집트에서 나그네 된 그의 동족의 

삶을 받아들였다. 모세의 첫째 아들 이

름은Gershom으로, 이는 히브리어 ~frg

인데, rg(나그네 혹은 이방인)와  ~f (거

기서)의 합성어이다 (Kaiser, Jr., 1990, 

313). 이방 땅에서 나그네였던 모세는 

나그네 된 자기 백성의 지도자가 되었

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게 나그네와 이방인을 대접하는 것에 대

한 명령을 몇 개 주신 것이 과연 놀랄만

한 일일까? 

 

f) 룻 & 나오미

룻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난민과 이방

인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 이 이야기에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기근을 피해 경제난민이 되어 모

압으로 간다 (Atkinson 1983).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오직 나오미와 그

의 며느리 룻만 베들레헴에 돌아오게 된

다. 이번에는 “룻이 모압에서 곤경에 빠

진 난민(홀로 남겨진 미망인)이 된 시어

머니 나오미에 대한 자기 사랑을 보여주

기 위해 자진해서 베들레헴의 난민이 된

다” (Mummert 1992, 56).  수백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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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들이 굶주림과 핍박, 전쟁을 피해 

안전한 곳을 찾아 국경을 넘는 오늘날에 

비춰봤을 때, 나오미는 아주 동시대적인 

인물이 된다.” (Hamlin 1996, 10-11)

 

g) 다윗

이스라엘에서 가장 많은 인기와 권력을 

누린 왕 다윗 또한 난민으로서의 경력이 

있다. Geikie는 자신의 저서에서, 그의 

아버지 이새는 모압사람 룻의 손자였으

며, 보아스와 오벳을 통해 여리고 사람 

라합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듯 

두 개의 다른 이교도의 피가 그의 가장 

유명한 아들의 정맥에 흐르고 있었다. 

(1885, 214). 다윗의 어떤 기도들은 이

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여호와여 나

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

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

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

나이다” (시편 39:12). Anderson은, “일

시체류자 (tôšāḇ)는 보호받는 이방인 

gēr와 동의어에 가까우나, 엄밀히 말하

면 다윗은 특정 국가에 덜 영구적으로 

머물렀던 사람이다”고 적었다 (1992, 

313). Kidner는 주장하길, “이 정처없는 

다윗은 이제 자기와 모든 사람이 처한 

조건을 바라보고 있다” (1973, 157). 사

울로부터 도망치던 정치난민 다윗은 하

나님에게서 피난처를 찾았다 (사무엘상 

19 -23; 27; 사무엘하 15: 13-19: 8).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왕 다윗은 그를 피해 다시 한 번 정

치난민이 되었다 (사무엘하 14-17). 다

윗은 자신의 호위병 가드 사람 잇대를 

훌륭하게 대우했다 (2 Samuel 

15:19-20). 

 

h) 이스라엘 백성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시체류는 

난민 사역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크다. 히브리 단어 ‘rwg’(gwr)는 창세기 

15:13; 출애굽기 22:21; 23:9; 신명기 

23:7에서 이스라엘을 지칭하면서, 이스

라엘 사람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이자 순

례자였다고 말한다. 이집트로부터 약속

의 땅을 향해 진행된 출애굽은 난민이자 

이방인의 이야기이다. Mummer은, “하

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로서 히브리 민

족의 탄생이 실현된 사건인 출애굽은 곧 

난민의 이야기이다”라고 강조했다 

(1992, 51).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 

광야에서 그들의 여정,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에 당도한 그들의 이동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난민의 이야기가 되었다. 

이것은 당연하게도 전형적인 이주의 모

습은 아니었다. (Norwood 1: 1969, 24) 

이스라엘의 광야경험은 그들 중에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을 돌아보게 하는 동기

부여가 되었다 (Exodus 22:21; 23:9; 

Leviticus 19: 33-34; Deuteronomy 10: 

19; 16: 9-12).  

 

i) 예수 그리스도

마태는 신약성경에서 주 예수님과 그의 

부모가 난민이 되어 이집트로 이주했었

음을 밝히고 있다 (Matthew 2:13-15). 

McArthur는 “pheugo(도피)로부터 그분

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로부터 벗어나려

는 도망자의 개념을 이해하셨다” (1985, 

40).  난민으로서의 도피생활과 이집트

로부터의 귀환 (Mattthew 2:19-2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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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를 회상하게 

만든다. 그것은 “어린 아이로서 ‘예수님 

유형’의 이집트로부터의 귀환이었다” 

(McArthur 1985, 43). 누가 ‘내 이웃’입

니까?에 대한 대답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돌봐야하

는지를 가르치셨다 (Luke 10:25-37). 

“인종, 국적, 피부색, 성절, 관계, 이웃

한 특정 지역에 산다는 것으로는 이웃 

되는 것이 결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우리는 타인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

는 것으로 이웃이 된다” (Bock 2:1996, 

1035). 예수님은 “모든 나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하셨다 (Matthew 

28:19-20). “우주적인 위임령은 지리적 

위치를 뛰어넘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서 분명해졌다”(Lenski 1964, 1173). 대

위임령은 의심의 여지 없이 난민을 포함

한다. 

 

j) 초기 기독교인들

신약성경의 저자들이 따르면 초기 기독

교인들은 거의 모두 난민이었다. 그들은 

믿음으로 인해 박해를 받았다 (Acts 

5:17-42; 6:6-7:60; 8:1-; 11:19; 

12:1-18; 1 Peter 1:1, 6-7). 신약성경 

역사학자들은 첫번째 억압이 처음 초대 

교회가 꽃피운 유대인 공동체에서 있었

다는 것에 동의한다 (Noorwood 1969, 

53). 스데반은 헬라어 “paroikoj”(일시체

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 역시 살던 곳

에서 일시체류자였던 아브라함과 모세를 

언급한다 (see Acts 7:6, 29). “스데반

은 구체적으로 본토(oikos)밖에서

(Gk.para)살던 사람들을 떠올리기 위해 

이 용어를 사용했다” (MCED, 

685-676). 바울은 에베소서 2:19에서 

같은 용어를 썼다. 그는 paroikoj를 하나

님과 화해하지 않은 상태, 즉 하나님의 

집 바깥에 있는 사람으로 보았다. 이에 

대한 Patzia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속하지 

않은 외국인이었지만 (2: 12), 더 이상 

외국인이나 (xenos) 이방인 (paroikos)

이 아니다.  외국인은 한 나라나 공동체 

바깥의 사람으로, 특별한 권리나 기본권

이 없다. 이방인(paroikos)은 가끔 “일

시체류자” 즉, 이방인의 일시적 특징을 

드러내는 용어로 번역되었다. (1990, 

200) 누가 뿐 아니라 바울과 베드로도 

흩어진 교회에게 말할 때 같은 용어 

paroikoj를 사용했다. 베드로전서 2: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세상에서 신자들

의 일시적 상태].  Schreiner는, “여기서 

강조점은 신자들과 이 세상과의 관계로 

이동한다.”고 말하며, 나아가,“이렇게 그

들의 정체성은 이방인, 나그네가 된다’ 

(paroikouskaiparepidēmous),” 고 말다. 

또한 “이는 아브라함의 일시체류자 상태

를 떠오르게 한다. 창세기 23:4에서 그

가 자신을 ‘이방인이자 나그네’ 

(paroikouskaiparepidēmous)로 묘사했

기 때문이다” (2003, 119).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삶이 일시적인 것

이거, 우리의 본향은 천국임을 잊지 말

아야 한다 (Grudem 1990, 114). 바울

의 문헌에서 “분리의 벽”이 하나님 나라

의 목적을 위해 제거되었음이 밝혀진다. 

사도바울 또한 신자들에게 모든 수단을 

동원해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갈라다아서 

3:28-29). 오늘날 난민도 여기 포함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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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iv.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분의 예표 

하나님깨서는 난민들을 사랑하신다 – 그

분은 이를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표로서 

만드셨다. 하나님은 그분이 처음 하신 

것이 아니면 우리에게 하라고 하지 않으

신다. 모든 것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

서는 완벽한 실례가 되셔서 우리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게 하셨다. 

a)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나

타내심

우리는 나그네, 외국인 난민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봐야 한다. 하나님은 사회의 

취약한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처럼 행하

도록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신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

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

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신

은 그분이 행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

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

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

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

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Mark 12:30-31). 도움이 필

요한 사람들을 돌보고, 믿음 안에 행하

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때 사람

들에게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라. 즉, 당신의 행위가 하

나님에 대한 믿음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야고보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

라고 말했다. (James 2:14-26) 당신과 

내가 난민들과 외국인들을 돌볼 때, 이

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다. 우리는 하

나님의 대리자가 된다. 즉, 우리는 망원

경과 같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그분이 여기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

으실 이유가 뭔가? 그는 네 찬송이시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

니라. (신명기 10:21). 모든 영광을 우리 

아닌 하나님께. 우리 모든 일은 그분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우리는 현미경이 

아닌 망원경이다.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류의 창조자이심을 

드러낸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하나님

을 닮은 행동으로 우리 야훼와 같은 신

이 또 없음을 선포하고, 함께 있는 난민

들과 나그네 앞에서 신들의 신이고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라. 우리는 

그분의 증인이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

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 

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3:17)

b)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하

게 하심

당신을 위해 그분이 하신 일들을 잊지 

말아라. 그분은 당신을 구원해서 그분의 

집으로 들이셨다. 독일의 신학자, Frank 

Grüsemann는 말하길, “이방인들을 사

랑하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또한 이

스라엘에게) 하시는 것처럼 하는 것은 

과거의 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

에 기초한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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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에게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그네와 

난민이었을 때 그들을 사랑하셨음을 일

깨우셨다.  그분은 그들을 돌보시고 필

요를 채우셨다. 그렇게 자기 사랑을 보

이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선하심을 찬송하자. “그는 네 찬송이시

요 네 하나님이시라 네 눈으로 본 이같

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

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칠십 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신명기 10:21-22). 하나

님의 사랑과 선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비슷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

에게 돌봄과 사랑을 보여줘야 하는 위치

가 되었다. 그러므로 과거를 잊지 말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

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출애굽기 22:21). “너

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었은즉 나그네

의 사정을 아느니라” (23:9).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

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음을 기억하

고 다른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한

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한 

때는 하나님 앞에 낯선 자, 추방당해 긍

휼을 얻지 못한 상태였으나 그들 또한 

하나님과 타인에 의해 긍휼을 얻었음을 

말하며 우리를 일깨워준다. 따라서 우리

의 돌봄은 하나님의 방식이어야 한다.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

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

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에

베소서 2:12).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골로새서 1:21).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

의 사람이 아니다가 된 사람들이다. 그

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를 것이다. 우

리의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비취

고 그분을 선포할 것이다. 성경, 특히 

구약성경에서 복의 의미는 하나님께 사

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의미한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를 초청하실 때 약속하신 것이다. 

그분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새로운 관

계로 부르셔서 복받은 자로 만드신다 – 

우리 죄를 없애시고 하나님의 가족의 일

원이 되게 하신다.

5. 결론

세계의 난민 위기는 도움이 필요한 그들

을 섬기도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른다. 

성경에서의 명령은 명확하며 우리를 구

속하는 것이다. 난민사역은 우리의 연민

의 감정보다는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하

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요구하시는 하

나님의 말씀에 기반한다. 예수님 자신도 

부모님과 함께 이집트에서 난민생활을 

하시면서 집에서 멀리 떠나 사는 것이 

얼마나 고된 일인지를 이해하셨다. 그분

의 난민 경험은 권리를 빼앗기고 억압받

는 이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돌본다는 것을 보여준다. 주 예수 그리

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난민들에게 다가

가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은 선택이 아

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

수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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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Diaspora Network 기도제목

<2015년 3월 GDN 개최>

Global Diaspora Forum 

참여자들의 기도제목

(GDN 기도 뉴스레터 2015년 7월)

포럼에서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장과 섹

션을 개정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학

의 저자 및 편집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십

시오. 적절한 출판업자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7월과 8월 중 Massah(히브리어: 여행) 

프로젝트와 함께 인도 북부를 여행하고 

있는 기독교 유대인들을 위해 기도해주

십시오. 그들은 인도 기독교인들과 파트

너가 되어 히말라야 저지대 코스를 트레

킹 하는 이스라엘 젊은이들과 군에서 제

대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아웃리치를 준

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인들은 히말

라야 저지대 트레킹 코스의 식당과 유스

호스텔에서 섬길 것입니다. 식사와 커피 

시간, 혹은 보드게임 중에 이스라엘의 

젊은이들을 만나 대화를 나누게 될 그들

을 위해 성령님께 기도하십시오. 성경의 

내용으로 나누게 될 영적인 대화와 히브

리어 신약성경을 무료로 나눠줄 때 부드

러운 마음으로 받게 되길 기도해주십시

오. 변화를 일으키는 관계가 이스라엘로 

돌아간 이후로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 지

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이주민이 많은 곳

입니다. 단결된 노력을 통해 주요 대도

시 지역에서 사람들이 모인 각각의 집단

을 밝혀낼 수 있었습니다. 조사원들이 

이번 여름에 중요한 진전을 이뤄낼 수 

있게 기도해주십시오. 지역 교회와 사역 

단체들, 교파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여 

더욱 효과적으로 동원되고 준비되도록 

할 것입니다. 

2015년 상반기에 137,000명의 이주민이 

바다를 통해 유럽에 도착했으며, 이는 

지금까지 기록된 것 중 가장 많은 숫자

입니다. 최근 유럽연합은 앞으로 2년 동

안 40,000명을 재정착시키기로 합의했

습니다. 이 모든 이주민들과 앞으로 이

주를 준비 중인 수천명의 사람들이 그리

스도 안에서 소망과 안전, 풍성한 삶을 

찾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유럽의 교회들

이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 나누는 

것에 열정을 갖고 준비될 수 있게 기도

해주십시오. 

Lausanne Global Classroom의 일환으

로 디아스포라 신학의 교육 교제을 개발

하는 일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포럼에

서 비디오 촬영된 인터뷰 및 다른 부분

들 또한 디아스포라 선교훈련에 쓰일 것

입니다. 사람들이 이 훈련을 받으면서 

디아스포라 선교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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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8월에 10번째 국제네트워크 미팅을 예

루살렘에서 갖게 될 유대인 복음화 

Lausanne 자문단을 위해 기도해주십시

오. 이들은 현대 유대인 복음화 개척자

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유대인 신자들과 팔레스타인 신자들 사

이에 친교와 협력 및 상호 격려를 활성

화 하려는 노력에 대해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컨퍼런스 주최측은 반선교적 

위협의 시도에 대해 알고 있으나 예정대

로 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고 강하게 하시길 기도해주십시

오. 세계의 디아스포라 운동에 대해 보

고하게 될 Dr. Sadiri Joy Tira를 하나님

께 올려드리십시오. 

3백만의 시리아 난민에게 인도적 도움

과 배급, 정서적이고 영적인 위로를 공

급하고 있는 사역자들로 인해 감사합니

다.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돌려주신 그분을 찬양하며 앞으로도 그

리하시길 기도합시다. 주께서 안정과 평

화를 가져다주시길 기도해주십시오. 

Business As Mission을 이끄는 사람들

의 노력에 창의성과 기술들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속 가능한 장기

적 디아스포라 선교와 연결된 BAM 벤

쳐에 재정적 도움과 영적인 결실이 풍성

하도록 기도해주십시오. 

6월 26일에는 한 사우디인이 시아파 모

스크에 자살폭탄 테러를 했고, 한 튀지

니인은 12명의 외국인 관광객에게 총격

을 가했으며, 한 프랑스인은 같은 국적

의 동료를 목매단 후 미국 소유의 공장

을 공격했습니다. 우리는 말로 할 수 없

는 잔인한 일들이 매일 일어나고 종종 

알려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교회

가 슬피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울 수 있기

를. 우리는 함께 주께서 긍휼을 베푸시

길 기도합시다. 

디아스포라들에게 집중

약 7백만명의 한국인들이 한반도 바깥

에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중국, 미

국, 일본에서 살지만, 어느 대륙에서라

도 그들을 찾을 수 있을 정도 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디아스포라들은 기독교인

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또한 세계에서 두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한국인들에게 기도와 선교에 대한 강한 

헌신을 갖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하나님께서 한국 디아스포라 그리스

도인들로 하여금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

를! 한국의 선교사들에게 더욱 힘을 주

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와 세계 교회의 

지원 및 동행을 그들이 알 수 있게 해달

라고 기도해주십시오. 중국에 있는 탈북

자들이 사랑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님

을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십시오. 

중동에서 이슬람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기를 구하십시오. 한국 교회들과 디아

스포라 및 다른 교회들과의 효과적인 파

트너쉽을 위해 기도해주십시오. 

디아스포라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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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로부터 이란은 그 지역에서 아주 큰 

영향력을 발휘해왔습니다. 1979년 혁명 

이래로, 이란은 이슬람 지도자들이 효과

적으로 통치를 하였고, 비 이슬람에 대

한 박해는 증가했습니다. 이란은 유대인

들, 조로아스터교인들, 앗시리아인들, 아

르메니아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수의 

아제르바이잔 사람들과 약 백만의 아프

가니스탄 및 이란의 난민들에게 집과 같

은 곳입니다. 

1979년부터 그곳에서 교회가 성장케 하

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곳의 형제 

자매들은 더욱 강건해지고, 그들을 핍박

하는 자들은 끝이 나기를 기도합니다. 

보다 많은 이란인들이 꿈과 환상, 성경

과 성경 기반의 문학들, 라디오, TV, 그

리고 인터넷을 통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길 기도해주십시오. 정부와 시아파 종

교지도자들이 그들의 권위가 창조자께로

부터 왔음을 겸손히 깨닫고, 이를 따라 

정의와 정직으로 다스리기를 위해 기도

해주십시오. 이란 디아스포라 가운데 교

회를 성장시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방법으로 이란 

그리스도인 디아스포라들이 그들의 사랑

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믿음을 나눌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란의 난

민들이 역시 난민이셨기에 그들의 고통

을 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

도하십시오. 아제리어로 번역된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

씀이 찬송을 받으며 이란의 아제리인들

에게 널리 전파되길 기도해주십시오. 

(정보출처 : Operation World, CNN, 

Economist)



- 22 -

위디국제선교회 소식

1. 새가족 소식

▶ 이름: 황미나 간사

▶ 사역: MMTS 훈련 및 문서

1. 2015년 하반기 진행될 사역

l 네팔 구호사역 (7/22~8/1)

   의약품과 양철집 지원

l 추석수련회 (9/27)

l 제 3차 땅끝이웃선교모임 세미나 

(10/17)

l 미션 나가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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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캐나다 던칸 원주민 사역 현황

말라핫 그레이스교회 첫 개척 예배...

오늘은 특별히 많은 일들이 있는 날이

다. 카위챤 그레이스교회 개척한지 9년

이 된 8주년이고.. 또한 말라핫에서 첫 

개척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여러가지 일들을 준비하고자 많은 긴장

이 있었던 날이다. 말라핫에 가면.. 해변

에서 도대체 바베큐를 할때.. 사람들은 

올 것인가? 식사 후에도 남아서 계속 예

배는 드릴 것인가? 하는 궁금함과 긴장

감이 있었다.

그렇게 11시에 카위챤 그레이스교회에

서 예배를 은혜 가운데 마치고.. 바로 1

시반에 지엔엠 채플 예배를 드린 뒤에.. 

말라핫으로 달려 갔다. 생각과는 달리 

해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래서 자넷 

집으로 갔더니.. 자넷이 웃으며 나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먼저 해변으로 가라고 

한다.

그래서 해변으로 차를 돌려 내려갔다. 

이외로 많은 말라핫 분들이 기다리고 있

었다. 특히 캐롤은 자녀들과 엄마까지 

모셔놓고.. 오늘을 기다렸다고 한다. 

살렘 전도사님과 동우 간사의 신속한 움

직임으로 바베큐그릴이 설치가 되었다. 

(도대체 이분들이 없었다면.. 이 사역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친하

게 지냈던 알버트의 도움으로 핫도그 위

너스와 햄버거 패티, 닭다리, 새우 그리

고 연어를 구웠다.

어디서 인지..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이

곳 저곳에서 몰려 들기 시작하였다. 이 

아이들과 청소년들만 모여도 충분히 이 

지역에서 예배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아

이들이 생각보다 밝았다. 약간은 낯설어 

하지만.. 그래도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함께 교제하며.. 성도들의 헌금으로 준

비해간 음식들을 나누며.. 처음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고자 자리

를 만들었다. 감사하게도 그 뜨거운 해

변에 쉘터가 있었다. 그늘 밑에 큰 밴치 

두개를 놓고.. 야외 예배당을 만들었다. 

마치 해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한 것

처럼.. 그렇게 해 보았다. 그리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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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칸의 원주민 성도님들도 함께 해 주었

다. 20분을 차로 달려와 메리와 딘, 벌

싸와 벨러리, 캐론, 아브너와 말린 그리

고 소피아와 아이들이 함께 해 주었다.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른다. 생각해 

보니.. 한국인은 나와 아내 한인숙, 김살

렘전도사님, 김동우간사님이 전부였다. 

그렇게 함께 식사후에 예배를 드리는

데.. 그 첫 예배를 주님께서 받아 주셨

다. 동우간사는 뒤에서 모든 것을 잘 정

리하고 예배가 진행되게 하였다. 가장 

어린 사역자가 가장 귀한 일을 하고 있

었다.

샬렘 전도사님의 찬송으로 마음을 열고 

함께 찬양을 하였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으로 첫 예배를 열었다.(카위챤 그

레이스교회에서 처음 개척 예배때 했던 

말씀이다) 그렇게 다들 말씀을 듣는데.. 

모두들 집중하며 웃으며.. 기쁘게 말씀

을 들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다들 기쁘게 다

음 예배를 드렸다. 자넷과 얘기하면서... 

다음부터는 실내에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고 하였다. 그랬더니 자넷은 그렇게 밴

드에서 장소를 준비해 보겠다고 하였다.

처음에는 차라리 이 작은 리저브에서 환

영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러

면 그곳에서 발에 먼지를 폼나게 털고, 

1200명이 있는 더 큰 리저브에서 예배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숫자만을 생각하는 내 허

황된 교만에서 나온 생각이었고.. 지난 

금요 예배때에 주님께서 마음을 만져 주

셨고, 깨달아 알게 하셨다. 

말라핫에 한 영혼이라도 예수님을 원한

다면.. 비록 비효율적이어 보이지만.. 그 

한 영혼을 찾아 말라핫에 가는 것이 바

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을 알았다.

이제 말라핫 그레이스교회가 생겨났다. 

기도가 필요한 베이비 교회이다. 이 베

이비 교회의 양육을 위하여 이제부터 젖

동냥하는 엄마처럼.. 기도를 구걸해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래도 너무 감사

하고 기쁘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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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ed The Children Korea를 소개합니다...

FTC(Feed The Children) Korea는...

국제 어린이 구호단체로서 식량지원, 영양관리, 재난구호, 교육프로그램, 시설지원 

등으로 북한을 포함한 국내외 어린이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NGO 단체다.

FTC Korea는 지난 6월 인도 북동부 아쌈 주

의 암 구리 마을과 갈보리 학교의 어린이들

을 방문했다. 그곳에서 식수를 비롯해 사용할 

깨끗한 물이 부족한 이곳에 우물을 개발했다.

지난 달, FTC는 탄자니아 Kisarawe 지구의 

81개 학교에 음식을 제공했다. 이는 정부의 

장내기생충 예방 캠페인에 동참한 것인데, 

장내기생충은 어린이의 성장 및 생활을 방

해하는 주된 요인으로 손꼽히고 있다. Feed 

the Children 때로는 각국 정부와 파트너가 

되어 국가적 위생 및 식량, 교육사업에 주

도적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FTC는 돌봄 그룹(care group)을 조직해 운

영한다. 돌봄 그룹은 이웃들을 돕는 이웃들

로서 지역 커뮤니티에서 건강한 행위와 영

향력을 통해 가난을 극복하고 발전을 도모

한다. Care Group은 Feed the Children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론이

다. Care Group을 통해 사람들은 방어적인 

태도를 내리고, 자기 공동체와 가족을 위한 

긍정적인 행동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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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C Korea를 방문한 e3empower의 이지영 

설립이사, 김성수 이사 그리고 문창선 실무대

표와 마승진 이사. e3empower 탄자니아 는 

Feed The Children Korea와 함께, 오는 

2015년 10월에 연합사역을 펼쳐 현지에 빛, 

물, 교육관련 사역을 한다.

북동부 인디아 아쌈 주의 암구리 마을 주민

과 Calvary Mission School 학생들을 위하

여 깨끗한 물을 공급하려고 FTC Korea에 

후원하신 조복희님이 본부 사무실을 방문했

다.

7월 22일~31일 네팔 구호를 위해 FTC 

Korea 스탭들이 의약품들을 정리하고 있

다.

FTC Korea에서는 기도후원팀, 자원봉사, 재능기부, 인

턴십을 모집하고 있다. FTC Korea는 매일 전세계 아동

들에게 약 35만개의 식사와 함께 통합적인 도움을 준

다. 그래서 단순한 후원 뿐 아니라, 다양한 지원과 여러 

지체들의 기도가 필요하다. 

메신저로 연락하시거나, 031-385-4680 로 연락주세요! 

매주 마지막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중보기도팀은 정기적

으로 모여 함께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7월 30일 7시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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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디국제선교회 기도제목...

<본부 기도제목>

1) 이주민선교 사역에 성령의 강한 통치

하심이 있도록

2) 해외 24개 지부와 53명의 파송선교

사들이 성령 충만하고 안전하도록

3)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본부 사역자들에게 

늘 흐르도록 (문창선, 임진숙, 박종진, 

Mercy, 하민경, 황미나)

4) 하나님의 재정권을 신뢰하며 채워주

심과 흐르게 하심을 풍성히 누리도록

5) 2015년 하반기 사역을 위해

 ◑ 9월 외국인 추석수련회를 잘 준비하

여 섬기고 이를 통해 위디 영어예배 가

운데 영적, 숫적 부흥이 있도록

 ◑ 11월 3일-6일까지 진행되는 제5회 

미션나가 대회를 통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가 땅의 젊은이들이 다시 복음 

앞에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강력한 이방

종교의 땅인 나가랜드 주변국을 품는 선

교 헌신자들이 세워지도록

 ◑ 나가랜드에서 처음으로 열릴 이주민

선교훈련학교(MMTS) 훈련을 통해 나가

랜드 지역교회와 선교연합회와의 귀한 

이주민선교 연합이 일어나고, 

NIN(Nagaland Intercultural Network)이 

나가랜드 안에 들어와 있는 40~50만의 

이주민 선교를 위한 거룩한 통로가 되어 

지도록

 ◑ 이주민선교훈련학교(MMTS)와 이주

민선교위탁훈련학교(MMCS)가 새롭게 

정비되어 이주민선교 사역에 귀하게 쓰

임 받도록 / 훈련학교의 졸업생

들로 구성된 ‘땅끝이웃 선교모임’을 통해 

선한 일의 도모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10

월 17일에 예정된 제3차 세미나가 은혜 

안에 잘 진행되도록

 ◑ 문서 사역 - 이주민선교훈련학교

(MMTS) 교재 발간, 땅 끝 이웃 재발간, 

이주자 지도 등 기타 여러 문서 사역

<개인기도제목>

l 문창선

1. 하나님의 뜻과 상관 

없는 일에 시간을 잃는 

일이 없도록

2. 여러 사역들(목회, 선

교, BAM. NGO)을 주님의 지혜와 능력

으로 감당해 나가며 건강과 시간 관리를 

잘 해나가도록



- 28 -

l 임진숙

1. 성령의 음성에 민

감히 반응하고 영혼

을 품는 도구가 되도

록

2. 문창선 목사님의 

사역 내조위한 건강과 지혜위해

3. 중국에서 학업중인 의인이의 건강과 

주님과의 동행, 그리고 11월 수능을 준

비하는 예은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

한 비전을 따라 평안함으로 준비하며 지

혜와 건강을 허락해주시도록

l 박종진

1. 모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2. 늘 겸손한 열정으로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

록

3. 늘 주님과 친밀함 속에 있도록

l 멀씨 전도사님

1. 필리핀에 있는 가족

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

심과 인도하심이 있도록.

2.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 신실한 섬김의 삶을 살게 

되며 복의 통로가 되도록.

3. 미션 나가 사역과 이주민 전도 및 

FTC 사역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

어주시고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도록

l 하민경 

1. 하나님 딸로서의 기

쁨을 풍성히 누리며 사

는 자 되도록

2. 맡겨주신 일을 충성

스럽게 감당하는 자 되도록

3. 가족구원을 위해서

l 황미나

1. 매일의 삶에서 하나

님을 찾는 갈급한 심령

을 주시며 말씀과 기도

의 삶이 견고해지도록

2.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의 역할을 하도록

3. 가족 구원을 위해서



- 29 -

위디를 섬겨주신 손길들...
강순복 강형경 강형순 고문희 고미란 공해근 곽정숙 구희준 국정옥 군포교회 

군포제일교회 권만식 김경미 김경화 김기환 김대성 김동철 김동화 김말자 김명선 

김선옥 김승용 김영례 김영미 김옥녀 김윤옥 김은수 김은정 김재영 김제연 김해련 

김현민 김호영 나동주 노정순 단현철 마승진 문영미 문영희 문창선 박미순(효섬김) 

박민지 박성자 박소연 박순천 박애란 박영애 박용훈 박인철 박정훈 박종진 박진서 

박태은 박혜경 박희원 배애순 사재순 산소망교회 삼신인터네셔널 샬롬교회 서현권 

서형희 성순복 순회선교단 감사헌금 시은좌교회 신동훈 심영철 안정선 엄의용 

엄재희 여상일 여지현 오준열 오현무 우정숙 원종숙 월탑전자 유현아 윤민영 윤석환 

윤순희 윤영미 윤정희 윤희심 이경선 이덕행 이레선교회 이분순 이사랑 이상호 

이순상 이오림 이은국 이은희 이재호 이정갑 이종갑 이지연B 이찬영 이학림 이현규 

이혜영 임건한 임영희 임진숙 장명희 장형순 전경자 정기란 정두심 정병윤 정석현 

정영희 정은아 정한나 조경애 조규성 조근용 조복희 조선례 조선옥 조수현 조은지 

지연주 지희순 참빛교회 채정원 채종원 최덕숙 최은아 최춘애 최필이 하민경 하종신 

한선 한수희 홍영식 황미나

저희 선교회에 대한 후원과 관심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CMS 문의 본부: 031-385-4680 (하민경 간사)



l 일시: 2015.11/3 ~ 6

l 장소: 인도 나가랜드 

l 모집분야: 홍보팀, 문서제작,

   데코레이션팀, 중보기도팀, 

   진행지원팀, 강사섭외팀 

l 주관: 위디국제선교회

l 세부사항 문의

   위디본부 031-385-4680

   임진숙선교사 010-7590-0691


